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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moval and mineralization of Rhodamine B (RhB) was performed in

a batch electrochemical reactor. The electro/UV process was consisted of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electrode

and UV-C or ozone lamp.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RhB removal by the ozone lam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UV-C lamp. Optimum current of the electro/UV process was 1 A. The electrochemical, UV and electro/UV pro-

cess could completely degrade RhB, while a prolonged treatment was necessary to reach a high level RhB min-

eralization. It was observed that RhB removal in electro/UV process is similar to the sum of the UV and electrolytic

decoloriza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OD of RhB could be degraded more efficiently by the electro/UV pro-

cess (90.2 %) than the sum of the two individual oxidation processes [UV (19.7%) and electrolytic process (50.8%)].

A synergetic effect was demonstrated between the UV and electrolysis.

Keywords : electrolysis, electro/UV process, dye, COD, color, synergetic effect

I. 서 론

전 세계적인 염료와 안료의 생산량은 1년에 750,000

~800,000톤에 달하며, 약 12%의 염료와 안료가 생상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염색폐수는 잔류 염료가 수중에 mg/l 단위로 존재하여

도 색도가 높아 미처리된 것과 같은 시각 효과를 나타

내는 특징이 있다. 염색폐수와 같이 색깔을 띠는 폐수

가 수계 환경에 방출되면 확산성이 매우 크고 높은 색

도로 인해 태양광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방해하며, 수계

미생물의 자정활동을 방해하여 수계의 오염도를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염료는 발암성 물질이거

나 돌연변이 유발요인이 되기도 한다.2)

염색페수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O3나 Cl2) 또는 물리적 처리(흡착,

여과 등)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다량의 고형 폐기

물이 생성되거나 그 자체로 해로운 산화제를 사용하거

나 다량의 부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Robinson 등3)

은 산업계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염색폐수 처리법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물리, 화학적 처리법은 처리유량

이 소량이고 비용이 제한인자(limiting factor)인 경우만

효율적이며, 생물학적 처리에서 연속 공정에서 염료 처

리시 미생물의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기존 공정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분해법, 오존산화법, 펜톤산화법, E-beam(전자빔),

광촉매 공정(UV/TiO2) 등과 같은 고도산화법(AOPs,

advanced oxidation process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고도산화법은 상대적으로 비선택적이

며 순간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OH 라디칼을 생성시

켜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방법으로

H2O2/Fe2+(펜톤시약)과 H2O2/O3, 광화학적 방법으로

H2O2/UV, O3/UV, H2O2/Fe3+/UV, 광촉매적 방법으로

TiO2/UV, TiO2/UV/O3와 Fe2+UV/O3를 포함하는 기술

들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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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도산화법 중 자동화가 용이하고, 처리효

율이 높으며 환경적 적합성이 우수하여 수중에서 유기

오염물질의 전기화학적 분해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고 있다. 전기화학적 분해법인 전기분해법은 사용하는

모든 전극에서 유기물이 분해 되는 직접 양극 산화와

발생하는 산화제에 의한 간접 산화 2가지 산화 경로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 되는데 주요 분해 메커니즘에 따

라 OH 라디칼이 많이 생성되는 직접 양극 산화용 전

극과 free Cl, ClO2, H2O2 및 O3 등의 산화제가 많이

발생하는 간접 산화용 전극으로 나눌 수 있다.9)

직접 양극 산화는 PbO2 전극, 붕소-도핑 다이아몬드

(BDD, boron doped diamond) 전극 등을 이용하여

Amaranth, Indigo carmine, Orange 2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염료의 분해에 사용되어 왔는데, PbO2 전극은 유

기물 산화성능은 우수하지만 전극으로부터 Pb가 침출

(leaching)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적 우려와 함께 실용

성이 떨어지며, BDD 전극과 같은 비 금속성 전극은

높은 산소 방출 과전압(high oxygen overvoltage)을 가

지고 있어 다른 전극에 비해 OH 라디칼이 많이 생성

되어 OH 라디칼 생성에 의한 직접 산화용 전극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극 가격이 비싸고 제조공정이 복잡

하여 실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0)

반면 직접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OH 라디칼 발생량

은 적은 대신 전극 표면에서 전기분해시 발생하는 산

소와 수소 등에 의해 생성되는 H2O2, O3 등의 산화제

와 전해질로 첨가하는 NaCl 등에 의해 생성되는 ClO2,

free Cl 등의 염소계 산화제 등에 의해 처리하는

DSA(dimensionally stable anode) 전극을 이용하는 간

접 산화법이 수처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Ir, Ru 등을 산화시킨 금속산화물 전극이 간접 산화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진들은 간접 산화용 DSA 전극인 Ru-Sn-Sb/

Ti 전극에서 발생하는 H2O2, O3 등의 산화제가 직접

유기물 산화에 이용되는 것보다 UV를 조사하여 H2O2/

UV, O3/UV 공정에서 발생하는 OH 라디칼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화학 공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

여 DSA 전극을 이용한 전기분해 공정과 UV 단일 공

정과 전기/UV 복합 공정에서 난분해성 염료인

Rhodamine B의 색도와 COD 처리를 비교하여 전기/

UV 복합 공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분해대상 물질은 양이온성 염료인 Rhodamine

B(RhB)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는 회분식

으로 제작하였으며 양극과 음극으로는 63×115 mm 크

기의 메쉬형 Ru-Sn-Ti/Ti 전극을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부피는 1 l이며, 반응기 내에서의 교반을 위하여 에어펌

프를 사용하여 2 l/min의 공기를 주입하였다(Fig. 1).

Ru-Sn-Sb/Ti 전극은 전극 재료의 몰 비와 용매는

Chen 등12)의 방법을 사용하고, 건조 및 소성은 Li 등13)

의 방법을 기준으로 제조하였다. RuCl3 hydrate 2 g을

기준으로 SnCl4·5H2O와 Sb2O3를 mol비로 10:80:10으

로 비율을 맞춘 후 잰 후 농염산(35%) 용액과 2-

propanol을 1:1로 혼합한 용액 100 ml에 넣고 혼합하였

다. 붓으로 코팅액을 Ti 메쉬에 도포한 후 80oC로 유

지되는 건조기에서 30분 동안 건조시키고, 450oC로 유

지되는 전기로에서 5분 동안 소성시킨 뒤 상온으로 냉

각시켰다. 이 과정을 20회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450oC

로 유지되는 전기로에서 1시간동안 소성시켜 전극을 제

조하였다.UV 램프는 10 W의 UV-C 램프(중심파장,

254 nm)와 10 W 오존 램프(254 nm외 오존 발생 파장

인 185 nm의 파장도 발생)를 실험조건에 따라 1-3개

사용하였고 직류 전원공급기(Hyunsung E&E, 50 V

20 A)를 이용하여 전극에 전원을 공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오존 등은 UV-A, B, C 및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존을 발생시키는 185 nm 파

장도 254 nm의 파장(100%)에 대해 17~18% 정도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고 공기 중에서 3 g/h의 오존을 생

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2. 분석 및 측정

RhB의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Gene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RhB의 최대 흡수파장인

554 nm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사용하여 농도로 나타내

었다. COD 분석은 Standard methods15)에 준하여 수행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chemica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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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UV공정에서 램프 종류와 전력에 따른 RhB 분해 

기존 광촉매 공정이나 H2O2/UV, O3/UV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UV-C 램프와 오존 램프 중 전기/UV

공정에 적합한 UV 램프를 선정하기 위하여 같은 전력

을 소비하는 10 W 램프 3개를 장착하여 시간에 따른

RhB 농도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UV-C 램프에 의한 RhB 분해는

20분 경과 후 18.3%, 오존 램프는 90.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색도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진 오존 램프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일반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UV-C 램프보다 RhB의 색도 제거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16) 

이와 같은 결과는 광촉매 공정에서 오존 램프/TiO2

공정의 초기 반응속도 상수가 UV-C/TiO2 공정보다

1.3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안 등17)의 결과

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UV 공정은 같

은 램프 가격과 출력을 가지면서 처리성능이 우수한 오

존 램프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Fig. 3에 오존 램프 전력에 따른 RhB 분해를 나타내

었다. 전력이 10 W에서 30 W로 증가할 때 20분의 반

응시간에서 각 전력당 RhB 제거율은 각각 66.6%,

78.0% 및 90.7%로 나타나 램프 전력 증가에 따라

RhB 제거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0 W의 RhB 분해율이 가장 높아 향후 실험은 30 W

에서 행하였다.

2. 전기분해 공정과 전기/UV 공정의 비교 

전기분해 공정과 전기/UV 공정에서 전류 변화에 따

른 RhB 농도 변화를 Fig. 4(a)와 (b)에 나타내었다.

전기분해 공정에서 0.5 A까지 시간에 따라 RhB가 직

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였으나 0.75 A 이상의

전류에서는 초기반응속도가 증가하여 반응 10분까지의

빠른 분해와 그 이후의 느린 분해의 2단계로 분해 되

Fig. 2. Effect of UV lamp type on RhB concentration (lamp

power 30 W; air supply, 2 l/min).

Fig. 3. Effect of ozone lamp power on RhB concentration(air

supply, 2 l/min).

Fig. 4. Effect of current on RhB concentration in electrolysis

(a) and electro/UV (b) process(lamp power 30 W; air

supply, 2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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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25 A의 적용 전류까지 최적

전류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기분해만으로 처리시 완

전 RhB 처리를 위해서는 1.25 A이상의 전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의 전기/UV 공정에서는

30 W의 오존 램프에 0.13 A(평균 적용 전압, 4.2 V)의

낮은 전류를 적용할 경우에도 오존 램프만 적용한 UV

반응에 비해 RhB 초기 반응속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최종 농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류가

1 A까지 증가될 때 초기 반응속도가 증가하였으며,

1.25 A에서는 1 A와 비슷한 분해 경향을 나타내어 최적

전류는 1 A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UV 램프를 사

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기분해 공정에서 최적 전류밀

도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 등18)의 보고와 같이 전기/

UV 공정에서도 최적 전류가 나타난다고 판단되었다.

복합 공정(AB)의 유기물 제거율이 단일 공정의 제거

율 합보다 클 경우(즉, AB>A+B) 시너지 효과가 나타

난다고 알려져 있다.19) 전기/UV 공정에서 최적 전류량

인 1 A를 기준으로 전기분해(1 A)와 UV(30 W)의 단일

공정에서 RhB 제거량을 구하여 전기/UV 공정의 RhB

제거량을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전기분해와 UV

의 단일 공정의 RhB 분해 농도 합이 초기 농도인 5

mg/l보다 높은 경우는 5 mg/l로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일 공정의 RhB 분해농도와 복합

공정의 분해는 5분 까지는 같았으나 5분 이후부터는 단

일 공정의 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일 공정의 결합

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전기

분해 공정과 UV 공정 단일 공정 자체의 RhB 색도

처리율이 높기 때문에 복합 공정의 시너지 효과가 없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3. COD 분해율 

전기분해 공정에 UV 공정을 첨가한 전기/UV 공정을

이용한 RhB 처리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복합 공정으

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염료는 발색단이 제거되면 색도를 나타내지 않지만 발

색단이 깨어진 중간분해 산물이 완전 무기질화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Fig.

6(a)에 전기분해 공정, UV 공정 및 전기/UV 공정에서

의 RhB의 COD 농도변화를 나타내었다. 90분의 반응

시간 후 UV 공정에 의한 COD 제거는 19.7%로 RhB

제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분해 공정에

의한 COD 제거도 90분 후 50.8%의 제거율을 나타내

어 RhB 제거율에 비해 두 단일 공정 모두 낮은 COD

제거를 보였다. 이는 염색폐수의 후처리 공정에서 오존

과 UV 후처리 공정의 COD 제거율이 낮았다고 보고

한 박 등16)의 결과와 같았으며, 두 단일 공정에서

COD의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UV 공정에서는 반응시간에 따라 COD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90분 후 90.3%의 COD가

Fig. 5. Comparison of removed RhB concentration between

UV+electrolysis and electro/UV (lamp power 30 W;

air supply, 2 l/min; current, 1 A).

Fig. 6. Comparison of single and UV/electrolysis process for

the COD concentration (a) and removed COD (b).

(lamp power 30 W; air supply, 2 l/min; current,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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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어 단일 공정보다 높은 COD 제거율을 나타내었

다. Fig. 6(b)에 전기분해와 UV 단일 공정의 COD 제

거 합과 전기/UV 복합 공정의 COD 제거를 나타내었

다. 90분의 반응시간 후 복합 공정에서의 COD 제거

(90.2%)가 단일 공정의 COD 제거 합(70.5%)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RhB 제거와는 다르게 시너지 효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RhB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고찰한 결과 RhB

의 광촉매 분해에서 RhB의 최대 흡수 파장인 554 nm

부근의 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되었으며 새

로운 peak가 나타나지 않았다(data not shown). RhB

의 광촉매 분해에서 반응시간에 따라 RhB peak가 감

소하고 새로운 peak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RhB의 색

도제거가 변색작용(discoloration)이 아니라 발색단

(chromophore)의 파괴에 의한 것이며, 색도 감소 이후

TOC 감소에는 더 큰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

고한 박 등21)의 보고와 비교할 때 RhB 제거에 있어

RhB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발색단이 파괴되어 색도가

빨리 제거되지만 발색단만 파괴된 분해 중간 생성물질

이 분해 되어 CO2와 H2O로 완전 분해 되는 데는 시

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22)

이와 같은 결과는 Ru-Sn-Sb/Ti 전극을 이용한 전기

분해 반응(초기 RhB 농도, 63 mg/l; 전류 2 A; NaCl

conc., 1 g/l)에서 RhB는 9분 내에 제거되었지만 COD

는 7시간 후 95.9%가 제거되었다고 보고한 박 등23)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전기분해 반응을 이용한 염료 제

거에서 비교적 제거하기 쉬운 염료의 발색단은 빠른 시

간 내에 제거되지만 COD 제거에는 전기분해 반응만으

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요하여야한다고 사료되었다.

Grimau 등24)은 염색폐수 처리에 있어 생물학적 처리는

유기물 처리율은 우수하지만 색도 처리율은 낮고, 전기

분해 처리는 색도 처리율은 높지만 유기물 처리율이 낮

아 에너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분해 처

리는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전처리 공정으로서 색도만

처리하고 유기물은 후처리 공정의 생물학적 처리공정

에서 처리하는 것이 색도와 유기물을 경제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전기분해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SA 전극인 Ru-Sn-Ti/Ti 전극

은 OH 라디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H2O2와 O3과 같은 산화제가 발생하며,23) 오존

램프도 오존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실험 공정 중에서

OH 라디칼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는 O3/H2O2, UV/O3

및 UV/H2O2 공정이다.

O3/H2O2 공정에서 OH 라디칼은 오존과 과산화수소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라디칼-연쇄 메커니즘(radical-

chain mechanism)에 의해 생성된다.25,26)

H2O2+2O3→2·OH+3O2  (1)

UV/O3 공정에서는 

O3+hv+H2O→2·OH+O2 (2)

UV/H2O2 공정에서는 

H2O2+hv→2·OH+O2 (3)

전기/UV 공정에서는 전기분해 반응과 UV에 의한 유

기물의 분해 작용 외 전극과 오존 램프에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와 오존이 식 (1)-(3)과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OH 라디칼이 RhB 분해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기분해 공정과 UV 단일 공정보다 전기/UV 공정에

서 Fig. 6의 결과와 같이 COD 제거율이 높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1)-(3)의 OH 라디칼 발생 공정 중 (1) 공정은 전기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H2O2와 2O3에 의해 UV가 없는

전기분해 공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며 (2)와

(3) 공정이 전기/UV 만의 복합 공정에서 OH 라디칼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다. DSA 전극에서 발생하는

H2O2와 O3 농도는 적용 전류와 전해질 농도에 따라 다

르지만 H2O2가 O3 농도의 10-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7) UV-C 램프를 이용하는 전기/UV 공정

에서 OH 라디칼 생성의 주요 기작은 반응 (3)이지만

본 연구에 적용한 오존 램프를 이용한 전기/UV 공정에

서는 오존 램프에서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1)과 (2)

반응에 의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전기분해 과정 및 오존 램프에

서의 과산화수소, 오존 및 OH 라디칼 농도 및 전기/

UV 공정에서의 세 가지 산화제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

하여야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

며, 향후 실험에서 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난분해성 염료인 RhB의 완전 처리를 위한

전기분해 공정과 UV 단일공정과 전기/UV 복합 공정

의 RhB와 COD 처리 비교를 통하여 전기/UV 공정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전기/UV 공정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살균 램

프인 UV-C 램프와 오존도 같이 발생하는 오존 램프의

RhB 분해능을 고찰한 결과 오존 램프의 RhB 제거율이

UV-C램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hB는 오존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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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전력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2) 전기분해 단일 공정에서는 1.25 A까지 전류 증가

에 따라 RhB 분해능이 증가하였으며, 30 W의 오존 램

프를 적용한 전기/UV 공정에서는 최적 전류는 1 A로

나타났다. 전기/UV 공정에서 RhB 제거의 경우 전기분

해 공정과 UV 공정의 단일 공정의 RhB 농도감소와

전기/UV 복합 공정의 RhB 제거는 같아 공정의 시너

지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COD의 경우 전기

분해 공정과 오존 램프에 의한 단일 공정의 COD 제

거보다는 전기/UV 공정의 COD 제거농도가 높아 시너

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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